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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민간경상보조(307-02) : 90개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90개 사업 총    계 5,101,850 5,074,944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어린이재단 
강원도가정위탁지원
센터

5,548       5,548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삼척시생활체육회 등 555,078    534,404 
강원한우통합브랜드 활성화 농업회사법인한우령

한우유한회사 139,070    139,070 
검역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개인(2) 77,900     77,900 
고랭지채소 사탕 무 씨스트선충 방제 시범 개인(2) 36,500     36,500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운영 지원 강원도삼척의료원 150,000    150,000 

공예품개발 지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외 14

21,000     21,000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강원대 
삼척창업보육센터  6,000       6,000 

교통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전국모범운전자 삼척   28,440       28,440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한국노총강원본부삼

척지역지부 20,400     20,400 
기부식품나눔 릴레이축제 삼척종합사회복지관  7,500       7,500 
기업형 새농촌 도계읍 고사리외 2 30,000     30,000 
노동상담소운영 삼척노동법률교육상

담소 51,000     51,000 
노사관계지원 한국노총강원본부삼

척지역지부외 1 38,000     38,000 
노사한마음대회 한국노총강원본부삼

척지역지부 10,000     10,000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외 2     16,481     16,481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너와마을외 9    129,480    129,480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 사곡리마을회외 2     21,000     21,000 
농업인육성 지원관리 (사)한국농업경영인삼

척시연합회 외 1     49,220     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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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너와마을외 4     40,000     40,000 
농촌마을 체험 활성화 지원 (사)강원도농업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3,136       3,136 
농촌총각결혼지원 김춘식외 1     10,500     10,500 
동해대왕  이사부선양사업 (사)이사부기념사업회     10,000     10,0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삼척기줄다리기보존

회      3,500       3,500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한국문인협회 

삼척지부외 18    180,300    180,300 
문화원 사랑방 운영 삼척문화원     12,000     12,000 
문화원 운영 지원 삼척문화원     75,000     75,000 
문화학교 운영 삼척문화원     12,000     12,000 
바르게살기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삼척

시협의회      7,715       7,715 
배추 소비자초청 체험행사 판문리영농회      7,000       7,000 
범죄 피해자지원 센터지원 (사)강릉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0,000     30,000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강원농협지역본부 

삼척시농정지원단      7,213       7,213 
병의원운영 강원도삼척의료원    894,016    894,016 
보육교직원 행사참여 삼척시어린이집연합

회    45,000     45,000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대한민국6.25참전유
공자회삼척시지회외 
9

    74,000     74,000 
북한이탈주민 안보 견학 삼척시사회복지협의

회      4,900       3,246 
사회적기업육성 ㈜행복한원덕외 1     86,622     86,622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문화재 삼척향교     42,000     42,000 
삼척예총 사업지원 한국예총 삼척지회     10,000     10,000 
삼척지역 경제교육사업 삼척상공회의소     22,000     22,000 
새마을 지원 삼척시새마을회     38,423     38,423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삼척시환경단체연합

회      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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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삼척시생활체육회     15,000     15,000 
생활체육교실 운영 삼척시생활체육회     24,000     24,00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삼척시생활체육회    182,448    182,448 
선양사업지원 박금식     18,965     18,965 
선진 국·내외 어업기술 벤치마킹 지원 김성복(삼척시어촌계

장협의회)외 1     16,750     16,750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해병대삼척시전우회

외 18    139,759    139,525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고원관광휴게소외 1      4,000       4,000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삼척시생활체육회     91,224     91,224 
어촌전통민속 보존 지원 후진어촌계외 5     35,000     35,00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상훈      8,400       8,400 
여성발전기금사업 지원 삼척예지다례원외 2     29,000     28,621 
여성정책분야 각종 교육 및 행사 경비 삼척시여성단체협의

회외 1     17,500     17,500 
연안환경정화

사단법인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삼척시지부

     4,000       4,000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행사 삼척중앙시장조합외 

1     81,000     81,000 
우수 평생학습기관 등 지원사업 벼리통기타외 17     14,899     14,622 
우수향토 공예품 상품화개발 김수미      8,000       8,000 
위생업소 환경개선 윤재명외 7     55,837     55,837 
유소년축구교실운영 삼척시생활체육회     15,000     15,000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사)동안이승휴사상선

양회    300,000    300,000 
이통장지원 삼척시이통장연합회     61,946     61,946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영등제운영위원회외 

2     11,500     11,500 
자유총연맹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삼척

시지회      7,570       7,570 
자율방범대 지원 삼척시자율방범연합

대     20,000     20,000 



- 4 -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삼척시체육회외 8     64,224     62,414 
재난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응봉산악구조대외 2     35,000     35,000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전두시장조합외 1    140,861    140,861 
전통시장 홍보 육성 삼척중앙시장조합외 

1     52,000     50,660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 삼척중앙시장조합      2,200       2,200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사업 삼척너와마을정보화

운영위원회외 3     20,000     20,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삼척너와마을정보화

운영위원회외 4     81,151     81,051 
정보화마을운영 산양마을운영위원회      1,000         995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지원 계성양계영농조합법

인외 2     48,720     48,720 
준경ㆍ영경묘 보수정비 강원도민일보     50,000     50,00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노총강원본부삼

척지역지부     28,620     28,62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마을사업

건강위원회     12,000     12,000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 삼척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6,000       5,997 
지역자율방재단 육성 삼척시자율방재단     12,000     12,000 
진폐재해자협회 지원 사단법인중앙진폐재

활협회외 2     56,000     56,000 
창업보육센터 지원 강원대삼척창업보육

센터     50,000     50,00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이정남     46,000     46,000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파워텍코리아 

주식회사외 1     18,000     18,000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삼척시체육회     56,000     56,000 
통합 방위관리 삼척시통합방위협의

회외 1     69,904     69,478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삼척수협외 1      7,500       7,500 
해양정책및문화육성 (사)이사부기념사업회     60,000     59,996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개인하수)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외 1      3,276       3,276 
두타문학 제39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두타문학회 2,000 2,000
제13차 한중 국제예술문화교류사업 한국예총 삼척지회 4,654 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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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307-04) : 53개사업

(단위 : 천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085,385 3,083,107

동해대왕 이사부선양사업 5월
삼척 이사부장군 
위령제 
추진위원회

50,000 50,000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10월

주식회사 
엠비씨강원영동 
삼척지점

   35,000  35,000 
2016 삼척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대회 9월 (주)강원일보 40,000  40,000 
새해 해맞이 행사 추진 1월 임원지구번영회외 

4  43,000  43,000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5월 (주)강원도민일보 410,000 410,000 
코스모스 축제 9월 삼척코스모스축제

위원회 140,000 140,000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5월 삼척시청년회의소 5,000 5,000
삼척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행사 10월 삼척청소년오케스

트라   3,000   3,000 
삼척시 농업리더교육 및 한마음대회행사 9월 김종식 20,000 20,000
농촌 체험행사 활성화 지원사업 9월 판문리마을 5,000 5,000
삼척명인 6차 산업발굴 해외선진지 워크숍 5월 김상돈 10,000 8,906
농업인의날 행사 11월 삼척시농업인단체

협의회 60,000 59,040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행사 8월 한국여성농업인삼

척시연합회 60,000 60,000
한여농 다문화가정 김장 김치 담그기행사 11월 김홍경 5,000 5,000
농촌마을 체험 활성화 지원 6월 산양마을외 2 18,700 18,700 
삼척맹방유채꽃축제 4월 삼척맹방유채꽃축

제위원회 250,000 250,000 
2016 SK 핸드볼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전 
응원단 출전보조금 9,10월 삼척시핸드볼협회 8,690 8,308
2016 SK핸드볼코리아리그대회 개최보조금 2~8월 삼척시체육회 20,000 20,000
2016 삼척생태도시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보조금 10월 삼척시체육회 90,000 90,000
2016 이사부독도축제기념 이사부장군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 5월 삼척시체육회 45,000 45,000
2016 핸드볼코리아 전국 중.고등 
선수권대회 개최보조금 12월 삼척시핸드볼협회 80,000 80,000
2016 핸드볼코리아 전국 중.고등 
선수권대회 운영(차량임차) 보조금 12월 삼척시체육회 2,400 2,400
삼척~동해 고속도로 개통기념 2016 희망 
마라톤대회 개최보조금 8월 전국마라톤협회 20,000 20,000
제17회 3.1절 삼척시민 건강달리기대회 3월 ㈜강원일보 25,000 25,000
제17회 삼척시민 달리기대회 6월 강원도민일보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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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19회 삼척시장기 및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보조금 8월 삼척시태권도협회 16,074 19,069
삼척시 국민생활체육 전국 풋살대회 개최 6월 삼척시체육회 60,000 60,000
제20회 강원도 협회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10월 삼척시체육회 2,980 2,980
제24회 장애인한마음 전진대회 출전 10월

사)강원도지체장
애인협회삼척시지
회

7,880 7,755
제51회 영동지구 남여궁도대회 7월 대한궁도협회 

해망정 13,000 13,000
제5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 
바다수영대회 8월 삼척시수영연합회 35,000 35,000
제5회 이사부장군배 전국철인3종 경기대회 
개최 9월 삼척시철인3종협

회 40,000 40,000
제8회 삼척해양동굴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개최 10월 삼척시배드민턴협

회 30,000 30,000
제9회 삼척시민 자전거대행진 개최 10월 강원도민일보 20,000 20,000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지원 6월 대학로번영회 30,000 30,000 
1시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2, 12월 삼척문화원 100,000 100,000 
제22회 삼척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개최 4월 강원일보사 350,000 349,894 
삼척예술제 행사 지원 10월 한국예총삼척지부 50,000 50,000 
신기면 환선제 행사지원 10월 신기면환선제위원

회  40,000  40,000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 2월 삼척정월대보름제

위원회 327,000 327,000 
삼척기줄다리기 원형고증 학술조사 9월 삼척정월대보름제

위원회 40,000 40,000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 11월 한울색소폰오케스

트라외 4 14,400 14,400 
제21회 강원양성평등대회참가 6월 삼척시여성단체협

의회    5,000    4,926 
여성단체협의회발족 제42주년기념 화합 
한마당 10월 삼척시여성단체협

의회    3,000   3,000 
2016년 삼척하장두타산 산나물축제 5월

하장두타산 
산나물축제 
위원회

  50,000   50,000 
2016년 제12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문화예술행사) 9월 도계읍번영회  50,000  50,000 
2016년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체육행사) 9월 도계읍체육회  30,000  30,000 
삼척시 사회복지대회 8월 삼척시사회복지협

의회  10,000  10,000 
시민의날 행사운영 10월 삼척시체육회 180,000 177,468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10월 (주)강원도민일보 50,000 50,000 
수산업경영인 대회지원 4월 한국수산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60,000  60,000 
제5회 수산인의날 강원도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3월 삼척수협    2,185    2,185 
삼척시 여성어업인연합회 한마음대회 
보조금 10월 이준남    3,076    3,076 


